
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(2010. 4)

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축류팬 성능 측 시스템

김명일*, 이승민*, 김연호**

*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 센터

**(주)쎄딕

e-mail:mikim@kisti.re.kr

Performance Prediction System For Axial Fan 

using Data Mining

Myung-il Kim*, Seung-min Lee*, Yeon-ho Kim**

*
Supercomputing Center,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

**CEDIC Co., Ltd.

요       약
 축류팬(axial fan)은 냉장고, 에어컨 등 가 제품 뿐 아니라, 자동차, 장비 등에 가장 리 사용되는 

팬의 형태로 제품의 성능과 소음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. 그러나 설계, 목업(mock-up)개발, 풍
동실험 등의 시간과 비용 인 면에서 비효율 인 방법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. 따라서 범용으

로 사용가능한 팬 설계 로그램과 설계 인자의 입력만으로도 성능을 측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

과 비용을 일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. 본 연구에서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축류팬 형

상변수의 변화에 한 성능과 소음을 미리 해석한 후 그 결과를 지식형 데이터베이스로 장하고, 팬 

자동설계 시스템과 결합한다. 즉, 축류팬 설계 변수를 입력하면 팬의 형상을 CAD 일로 자동 생성할 

뿐 아니라, 지식형 데이터베이스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모델의 성능과 

소음을 측한다. 

1. 서론

   최근 IT 기술의 발 과 더불어 기계공학, 생명공학 등 

타 분야와의 융․복합 연구  제품개발이 가속화 되고 

있다[1][2]. 일반 으로 자동차, 선박, 가  등의 제품은 내

부에 발열량이 큰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이를 냉각시

키기 한 장치들이 동작하고 있다. 표 인 냉각시스템

은 팬과 열교환기로, 축류팬의 경우엔 은 비용으로 냉각

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. 그러나 

최근 팬의 소형화 경향에 따라 작은 직경의 팬으로도 충

분한 풍량을 얻기 해 회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소음도 

동시에 증가하는 단 이 있다[3]. 

   실제 목업이나 로토타입(prototype)을 제작한 후 실

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통 인 개발 방법은 시간과 

비용 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 이다. 이를 해결하기 해 

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팬의 설계, 해

석  성능확인 등을 수행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. 그

러나 팬의 형태나 요구되는 성능의 정확도 등에 따라 해

석 시간이 많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단 이 있다.

   데이터마이닝은 량의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

하여 의미 있는 패턴과 계를 발견하는 로세스이다[4]. 

본 개발에서는 미리 계산되어 장되어 있는 축류팬의 형

상 인자와 성능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설계한 팬의 

성능과 소음을 측하는 것이다. 이를 해 데이터베이스

와 출력변수 측에 합한 다  선형 회귀분석(multiple 

linear regression model analysis)[5]과 신경망 모델 기법

[6]을 사용한다. 이를 통해 축류팬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

게 단축하고, 복잡한 해석과정을 제거하여 비 숙련자도 사

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용 환경을 구축하 다. 

2.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축류팬 성능 측 시스템

   본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4

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체 흐름도  개념도는 

(그림 1)과 같다.

 축류팬 형상 설계 로그램 개발

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형상 별 성능, 소음 수치해석

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성

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축류팬 성능 측

   (그림 1)에서 사용자는 축류팬 설계를 한 형상 인자

값을 입력한 후 설계 로그램을 통해 자동 생성된 축류

팬의 형상을 확인한다. 그 후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

해당 축류팬의 측된 성능  소음 값을 확인할 수 있다. 

재 본 시스템은 축류팬 뿐 아니라 시로코팬(sirroco fan)

에 한 성능  소음 측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

축류팬을 심으로 개발결과에 해 기술한다.

2.1 축류팬 형상 설계

   기존의 팬 설계 과정은 형상 인자에 따라 엔지니어의 

수작업으로 CAD 일을 생성하여 시간과 비용이 인자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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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1) 축류팬 최  설계 시스템 순서도  개념도

팬의 형상의 변화에 따라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단순 

반복 작업이었다. 따라서 본 로그램에서는 (그림 2)와 

같은 GUI를 이용하여 주요 형상인자에 한 팬 설계가 

가능하도록 함수들을 모듈로 개발하 다. 

   한 설계 로그램에서 CAD 일로 직  출력이 가능

하고, OpenGL을 통해 모니터를 통해 형상 변화  형상 

계수의 향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최  설계에 

합하도록 구성하 다. 뿐만 아니라, 개발한 팬 성능 측 

로그램과 연동하여 수 분 이내에 팬의 성능, 소음 측 

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 

(그림 2) 팬 설계 로그램 GUI

2.2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형상별 해석  

    데이터 베이스 구성

   팬에 한 성능  소음해석은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

되므로 다양한 이스에 한 해석 데이터 확보를 해 

슈퍼컴퓨터인 IBMp595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. 해석은 

총 25개의 모델에 해 성능 변화를 5 이스, RPM에 

해서 4 이스씩 총 500 이스에 해 수행되었다. 해석

과정은 설계, 모델변환, 격자생성, 해석, 결과생성, 소음해

석의 순서로 이루어지며, 축류팬 자동해석 시스템[7]을 활

용하 다. 

   해석결과 데이터를 형상인자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 

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하고, 이를 분석하여 회귀분석  신

경망 마이닝 알고리즘에 활용한다.

2.3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축류팬 성능 측

   축류팬 성능 측  최 설계 차는 축류팬 설계시

스템과 연동되어 설계된 팬에 한 성능을 측하도록 구

성되어있다. (그림 3)과 같이 축류팬 설계 로그램으로 

형상을 설계한 후 설계 인자들로부터 해석 인자를 추출하

여 호출된 데이터마이닝 로그램에 입력한다. 이때, 데이

터마이닝 로그램은 장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신경망 

분석과 회귀분석의 두 가지 기법을 용하여 성능  소

음을 측하여 결과를 출력한다. 출력된 결과는 다시 데이

터베이스화하여 측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용된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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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3) 축류팬 성능 측 순서도

(1) 일 입력 : CSV 형식 일로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

데이터 일을 데이터마이닝 로그램에 입력한다.

(2) 다  회귀분석 :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회귀식을 도출

한다. 회귀식은 일차 다항 함수의 수식으로 도출되며 

데이터베이스에 한 상 계수 R, 결정계수 R2, 조

정결정계수 R*을 출력한다. (그림 4)는 다  회귀분석

식과 상 계수의 를 보여 다.

(그림 4) 다  회귀분석 식과 상 계수 

(그림 5) 신경망 분석 모식도

(3) 신경망 분석 : 신경망 분석을 수행하여 신경망 모델을 

얻게 되는데, 설정된 최  반복훈련 횟수를 조정하여 

신경망 모델의 학습 정도 조 한다. 횟수가 높을수록 

정확도가 높아지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. 측 실

험 결과 5000회 정도에서 충분히 학습하는 것으로 검

토되었으며, 신경망 분석 모식도는 (그림 5)와 같다.

(4) 성능  소음 측 : 다  회귀분석식과 신경망 모델

을 사용하여 입력 인자에 한 성능  소음 값을 

측한다. 측 결과는 팝업 형태로 화면에 출력된다.

(5) 정확도 테스트 :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를 이

용하여 측 결과의 정확도를 테스트한다. 한 데이

터마이닝 시스템에 한 오차 분석을 수행한다. (그림 

6)은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도출된 측 

모델의 정확도를 테스트한 결과이다.

(그림 6) Database의 정확도 테스트

2.4 성능  소음 측 결과

   사용자가 설계한 팬의 인자값과 RPM을 이용하여 성

능  소음을 측하게 된다. 를 들어 <표 1>과 같이 

입력된 팬에 한 형상은 (그림 7)과 같이 나타나며, 데이

터마이닝을 이용한 성능  수음 측 결과는 <표 2>와 

같다. 이러한 결과는 다시 (그림 8)과 같은 성능 그래 를 

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달된다.

Prediction factor Value
Diameter 150

Pitch angle (Tip) 25
Camber ratio 0.026
Sweep Angle 30

Camber Position 65
Number of blades 3

Solidity 0.76
RPM
1050

<표 1> 사용자 입력 설계  성능 인자 값

Result

회귀분석

Flow rate [CMM] 2.1

SPL [dB(A)] 33.7

신경망

Flow rate [CMM] 2.1

SPL [dB(A)] 34.6

<표 2> 성능  소음 측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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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그림 8) 측된 성능  소음 그래

(그림 7) 자동 설계된 팬 형상

   측된 성능  소음 결과는 실제 실험결과인 유량 

2CMM과 소음 37dBA와 약 5%  6%의 오차를 보이는 

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업에서의 팬 설게 단계에 용 

가능한 수 의 오차인 것으로 단할 수 있다.

3. 결론

  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설계 형상 변경에 따른 성능  

소음값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측할 

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. 이는 CFD(Computational 

Fluid Dynamics) 공자가 아닌 설계자도 쉽고 빠르게 팬 

기 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. 개발된 팬 설계 로

그램은 사용자의 형상 인자 값을 입력받아 설계된 팬 형

상을 CAD 일이나 화면에 출력 가능하며, CAD 생성률

은 1% 이내의 오차를 보여 신뢰할 만한 수 임을 확인하

다. 한, 기존에 개발된 축류팬 자동해석 시스템을 활

용하여 슈퍼컴퓨터를 통해 200 이스의 해석 결과 데이

터를 확보하 다. 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신경망 모

델과 다 회귀분석을 통해 축류팬의 성능  소음을 측

하는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되도록 개발되었다. 향후 본 시

스템이 웹 상에서 구동되어 사용자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

록 오 할 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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